KEVIC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KEVIC, Inc.

도전과 열정이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도약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당사는 방송 장비의 디지털 응용 기술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Digital Signal
Processor, Dante Network Audio, Class-D Amplifier, HDMI Video 등의 원천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성공하
여 이 기술을 바탕으로 스피커, 앰프, 디지털믹서, 영상기기, 회의용장비, 전관방송장비 등의 많은 신제품
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케빅은 프로 음향기기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 여러 차원의 균형적 구조를 이룸으로써 최고의 장비들을
갖추게 되었고, 방송기기(음향·영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늘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패기 넘치는 최고의 기술진과 완벽한 업무 수행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
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공학박사

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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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황·사업비전

21세기를 선도하는
방송,음향,영상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주요약력
·컴퓨터공학박사
·전자공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한국정보통신공사 특급기술자
·한국정보통신공사 특급감리원
·한국음향학회 정회원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정회원

케빅 본사 전경

회 사 명

(주)케빅 (KEVIC, Inc.)

대

공학박사 정 병 철

표

설립일자

1989년 10월 1일

임직원수

100여명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사

TEL. (02)579-1533 FAX. (02)579-1538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 (051)506-1538 FAX. (02)579-1538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 (063)282-0900 FAX. (02)579-1538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산격 2동 1626번지) 전자상가 5동 303호
TEL. (070)5090-2227 FAX. (02)579-1538

충청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 (070)5090-2210 FAX. (02)579-1538

공

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 (033)456-0905 FAX. (02)579-1538

창

고

대표메일

06
04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admin@kevic.com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사업비전
음향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기업 (주)케빅은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공급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새로운 제품 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전문기술기업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고객과 함께하는
감동의 기업문화

안정된 수익성과
차별화된 기술영업

검증된 제품과
특화된 제품개발

경영이념 및 목표
음향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기업 (주)케빅은 "기술" "사람" "고객"의 경영 이념으로 최고의 음향 영상 기술기업을
실현합니다.

기술

고객

기술이 예술이 되는 케빅
사람이 미래가 되는 케빅
고객의 행복을 위한 케빅

사람

조직 구성도

회장
대표이사
(CEO)

감사

국내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

관리본부

생산본부

연구소

고객지원팀

품질관리팀

기술지원팀

자재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부

디자인팀

시스템연구팀

영상연구팀

음향연구팀

제품관리·물류팀

구매팀

회계팀

총무팀

해외영업부

무역부

설계실

기술부

국내영업부

시스템사업부

A
/
S
·
B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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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열정과 끈기로 이루어진
케빅의 이야기입니다.
1989~

2000

2001~

2012

06

1989. 10. 동원특수음향 설립-대표 정병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24-1)
1994. 0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록번호:111203)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가입
06.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가입
10. ㈜특수에이브이 법인설립-대표이사 정병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24-1)
1995. 10. 무역업 등록 및 한국무역협회 가입
1997. 04.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갱신
1998. 05. 사업장 이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4번지)
1999. 10. EV(Electro-Voice) 한국에이전트 체결
2000. 0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갱신
08. 실용신안권 취득 (등록번호:0200339 음성출력기)
2001. 11. 상표등록권 취득 (등록번호:0544760 KEVIC)
2002. 03.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0331862 자동전관 Digital PA System장치)
05. KOBA 2002 출품
06. FIFA2002 한.일 월드컵 붉은악마 서울 시청앞 응원행사 지원
07. 우량기술기업선정 (기술보증기금)
09.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가입
11. 문화부장관상 표창장 수여 (2002-1438호)
12. ISO9001:2008 인증
2003.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표창자 수여 (2003-34호)
05. KOBA 2003 출품
05. ㈜케빅 덕평물류창고 설립 (경기도 이천시)
06. 기업부설연구소(KEVIC AV연구소) 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대전,대구,서울)
2004. 0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0420163 모듈형 전관방송 제어장치)
0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0420164 모듈형 전관방송 제어장치)
0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0420165 전관방송 관리시스템)
05. KOBA 2004 출품
07.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갱신
10. 클린사업장 인증서 (노동부장관)
11. KOSOUND 2004 출품
2005. 05. ISO14001:2004 인증
05. KOBA 2005 출품
06. 투명경영 인증서 (기술신용보증기금)
09. 사업장 이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9-8번지)
09. 우수산업디자인상품(굿디자인)선정-디지털피에이시스템 (한국디자인진흥원)
10. 우수산업디자인상품(굿디자인)수상-디지콤보앰프 (한국디자인진흥원)
11. ISO9001:2008 인증 갱신
12. ㈜케빅 공장등록 인가 (강남구청)
2006. 01.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 0548881 자동화 마이크)
03.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대구,부산,대전,광주,서을)
04.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
05. KOBA 2006 출품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중소기업청)
06.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대전,광주,서을)
0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가입
09.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을)
10. KOSOUND 2006 출품
11.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49666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오디오 출력장치 및 이의 제어장치)
11.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49671 시각적 경고 기능을 구비한 마이크)
1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61076 비상 통제 시스템)
1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61077 오디오 음량 제한 시스템)
12.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61078 앰프 이상대응 기능을 구비한 앰프 시스템)
12. 직접생산확인증명인증-구내방송장치 (중소기업중앙회)
2007. 01.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671940 중앙방송과 국부방송의 통합이 가능한 방송장치)
03. AVID VENUE 딜러쉽 체결
03.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05. ㈜케빅으로 상호변경
05. KOBA 2007 출품
06.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청주,부산,광주,서을)
10. ㈜케빅 철원지사 설립 (강원도 철원군)
11. ㈜케빅 공장등록 인가 (철원군청)
1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갱신
10. KOSOUND 2007 출품
12. ISO9001:2008 인증 갱신
12. ISO14001:2004 인증 갱신

2008. 03. ㈜케빅 제품생산공장 설립 (강원도 철원군 김화농공단지)
03.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05. KOBA 2008 출품
06.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대구,대전,부산,전주,서울)
07.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0850578 스피커의 상태 감시가 가능한 전관방송 시스템)
09.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기술보증기금)
09.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10. KOSOUND 2008 출품
2009. 01.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09-029 디지털전관방송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1. ㈜케빅 부산기술센터 설립 (부산 연제구)
02. ㈜케빅 여주물류창고 설립 (경기도 여주군)
04. ISO9001:2008 인증 갱신
04. ISO14001:2004 인증 갱신
04.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가입
04.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2009014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갱신
05. KOBA 2009 출품
09.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기술보증기금)
09.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10. KLOTZ a.i.s 한국에이전트 체결
10. ㈜케빅 창립20주년기념행사
10. KOSOUND 2009 출품
11.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12.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부산,광주,대전)
2010. 03.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전국투어-광주,대전,대구,부산,서울)
03. MUSIKMESSE FRANKFURT 전시회 출품 (Digital PA System)
04. 201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5. KOBA 2010 출품
07. 조용필 대형 콘서트 음향시스템 운영 (잠실 메인스타디움)
07. ㈜케빅 2010 대리점 경영자 워크샵
08. 상표등록권 취득 (등록번호:40-0890525 KEVIC마크)
09.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서울, 부산)
10. 한국마스협회 가입
11. KOSOUND 2010 출품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투자기관 및 Family기업 지정
1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갱신
2011. 01.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음향시스템 운영 (1월~12월)
02. 제25회, 26회 MBC건축박람회 출품 (대형 103인치 PDP)
04. MUSIKMESSE FRANKFURT 전시회 출품 (Digital PA System)
04. 201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4. ㈜케빅 2011 대리점 경영자 워크샵
05. KOBA 2011 출품
10.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10월~12월 전국투어 테크니컬 세미나)
11. KOSOUND 2011 출품
11. ISO9001:2008 인증 갱신
11. ISO14001:2004 인증 갱신
11.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기술보증기금)
2012. 01.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1월~12월 전국투어 테크니컬 세미나)
01.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09-029 디지털전관방송시스템) 갱신
03. MUSIKMESSE FRANKFURT 전시회 출품 (Digital PA System, 대형 디스플레이)
03. <나는 가수다> 전국투어 콘서트 음향시스템 운영
03. 한국정보통신신문사 최우수기업상
04.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2009014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 갱신
04. 201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4. ㈜케빅 2012 대리점 경영자 워크샵
05. KOBA 2012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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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갱신
06. HD 영상 편집 및 송출 장비 출시
09. ㈜케빅 2012 대리점 임직원 워크샵
09.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12-155 비상방송 음향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MUSIC CHINA 출품 (중국 상하이 국제전시장)
11. KOSOUND 2012 출품
12.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2012200 비상방송음향 및 통합멀티미디어 송출시스템)

2013~

2016

2017

2013. 02.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음향시스템 운영
03. 한국음향협회 상반기 기술세미나 주관 및 기술교육
04. 조용필 "HELLO" 앨범발매 쇼케이스 음향시스템 운영
04. 한국음향협회 상반기 기술세미나 주관 및 기술교육
04. ㈜케빅 2013 대리점 경영자 워크샵
04. 2013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5. KOBA 2013 출품
0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선포행사 음향시스템 운영
06. 리듬체조 손연재 갈라쇼 음향시스템 운영
06. PALM EXPO BEIJING 출품
07. 세계한경기후난민돕기 후원의 밤 음향시스템 운영
07. 한국음향협회 하반기 기술세미나 주관 및 교육
08. EV프로사운드 세미나 및 케빅 신제품 세미나
08.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가입
08. ㈜케빅 대구기술센터 설립
09. ㈜케빅 충청기술센터 설립
10. 2013 방송장비 정부정책 설명회 및 방송장비 홍보 로드쇼 출품
10.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기술보증기금)
10. 2013 한국전자전 출품
10. 2013 대리점 임직원 기술교육세미나
11. KOSOUND 2013 출품
12. AVID 신제품 S3L 전국투어교육
1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갱신
2014. 01. 한국음향협회 감사패 수상
01.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12-155 비상방송 음향시스템) 갱신
04.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5. KOBA 2014 출품
05. ㈜케빅 2014 대리점 경영자 워크샵
06.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408980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
06.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408981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의 사용자 조작 장치)
06.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408982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
06.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408983 통합 디지털 음원 혼합 시스템)
06.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416959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의 터치 스크린 장치)
10. 2014 한국전자전 출품
11. ISO9001:2008, ISO14001:2004 인증 갱신
11. KOSOUND 2014 출품
12.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가입

2015. 01.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09-029 디지털전관방송시스템) 갱신
02. 조달청장 우수제품 표창장 수여 (5442호)
02. 국민일보 교회건축자문위원 위촉
0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03. 2015 코리아나라장터엑스포 출품
05. KOBA 2015 출품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갱신
10.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558199 GUI를 통한 제어기능의 디지털 음원 믹싱 장치)
10. 특허권 취득
(특허번호:10-1558203 다중음원 혼합장치 및 확장현 매트릭스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
10. 직접생산확인증명인증-영사대 및 영사용 스크린 (중소기업중앙회)
10. 2015 한국전자전 출품
10. KEVIC 프로사운드 세미나
11.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중소기업진흥공단)
11. KOSOUND 2015 출품
12.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2012200 비상방송음향 및 통합멀티미디어 송출시스템) 갱신
12. 우수디자인(굿디자인)선정-디지털다원화 전관방송 시스템[DP3000] (한국디자인진흥원)
12. 강원도지사표창장 수여 (제3521호)
2016. 01. 프로그램 저작권등록-DPSware3 (한국저작권협회)
03. 소프트웨어품질(굿소프트)인증-DPSware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4. K마크 인증
(인증번호:PC12016-032 G.U.I제어형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 Prolight+Sound Frankfurt (독일 뮤직메세 전시회) 출품
05. KOBA 2016 출품
09.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2016106 G.U.I 제어형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조달청)
10. 2016 한국전자전 출품
10. 대통령표창 수여 (제205363호)
11. KOSOUND 2016 출품
12. 우수디자인(굿디자인)선정 및 수상-라인어레이스피커[ARA] (한국디자인진흥원)
12. 우수디자인(굿디자인)선정 -디지털오디오믹서[G-16] (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01. ㈜케빅 대리점 경영자 세미나
01. 제1회 대한민국 교회건축대상 - 음향부분[대상]수상
02. ISE2017 국제전시회 출품
04. Prolight+Sound Frankfurt (독일 뮤직메세 전시회) 출품
04.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출품

07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자격증·등록증

케빅의 자격증,인증서,특허증
& 수상내역입니다.
자격증
정보통신 특급 기술자 (정병철)

무선설비산업기사

(김은현) (권정호) (허중현)

정보통신 특급 감리원 (정병철)

정보기계설비기능사

(김은현)

정보통신 고급 기술자 (전종우) (정용철) (최상훈) (김은현)

방송통신기사

(허중현)

정보통신 고급 감리원 (전종우)

방송통신기능사

(김은현)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김병진) (허중현) (권정호)

정보처리기사

(정용철) (한동석)

음향엔지니어전문사

(정병철) (김인혜)

정보통신산업기사

(허중현)

전자기사

(정병철)

정보처리기능사

(원승현)

(전종우) (최상훈)
(강석중) (김재욱)
(박진균) (원승현)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의도)

전자기기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이기행)

계측제어기사

(정병철)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이기행)

무선설비기사

(허중현)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이기행)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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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서울)

공장등록증명서(김화농공단지)

등록번호: 607-85-38662
설립일: 2014년 7월 1일
역삼세무서장
제조·도매 외/ 방송기기 외

제 111203호
199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었음
을 증명함.

2013년 7월 16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등록된
공장임을 확인함.

2009년 11월 20일 철원군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등록된
공장임을 확인함.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제 2015 - 36591
2016년 1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제 2015 - 27523
2015년 10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장

2013년 11월 26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당사는 설계 사무소의 권리를
인정 받는 증서임.

무역업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회원번호 : 11279747
2011년 6월 14일
한국무역협회회장
무역업고유번호를 위와같이
부여하였음을 증명함.

제 20031617호
2007년 5월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

제 6011-0446호
2015년 4월 9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업임을 확인함.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제 201 5 0401552호
2015년 11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급번호 0100-2017-49180
2017년 4월 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임을 확인함.

중소기업임을 확인함

2015년 4월 6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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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등록증
특허증 및 상장

10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1558199호
2015년 10월 1일 특허청장
GUI를 통한 제어기능의 디지털
음원 믹싱 장치에 대하여
특허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 제 10-1558203호
2015년 10월 1일 특허청장
다중음원 혼합장치 및 확장형 매트릭스 장치를
이용한 통합 디지털 방송시스템에 대하여
특허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 제 10-1416959호
2014년 7월 2일 특허청장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의
터치 스크린 장치에 대하여 특허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1408982호
2014년 6월 11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1408981호
2014년 6월 11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1408980호
2014년 6월 11일 특허청장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의
사용자조작장치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확장형 오디오 매트릭스 장치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1408983호
2014년 6월 11일 특허청장
통합 디지털 음원 혼합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 제 10-1210592호
2012년 12월 4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1148203호
2012년 05월 15일 특허청장

재난 및 안내방송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지능형 통합 멀티미디어 송출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
었음을 증명함.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0850578호
2008년 7월 30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0661077
2006년 12월 18일 특허청장
오디오 음향 제한 시스템에 대하
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 제 10-0661076호
2006년 12월 18일 특허청장
비상통제시스템에 대하여 특허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0661078호
2006년 12월 18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0649671호
2006년 11월 17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0649666호
2006년 11월 17일 특허청장

앰프 이상 대응 기능을 구비한 앰
프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
었음을 증명함.

시각적 경고 기능을 구비한 마이크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오디오 출
력 장치및 이의 제어장치에 대하
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특허 제 10-0548881호
2006년 1월 25일 특허청장

특허 제 10-0671940호
2006년 1월 15일 특허청장
자동화 마이크에 대하여 특허등
록 되었음을 증명함.

특허 제 0420165호
2004년 2월 12일 특허청장
전관방송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스피커의 상태 감시가 가능한 전
관방송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
록 되었음을 증명함.

중앙 방송과 국부 방송의 통합이
가능한 방송장치에 대하여 특허등
록 되었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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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상패

특허증 및 인증서

12

우수제품지정증서

K마크 인증서

K마크 인증서

2016년 9월 29일
조달청장
G.U.I 제어형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송출시스템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정번호: 2016106

특허 제 PC12016-032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KS2016(GUI제어형디지털 통합 방송시스템)에
대한 K마크 인증을승인함.

특허 제 PC12012-155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KS2012(비상 방송 음향시스템)에
대한 K마크 인증을승인함.

ISO 14001:2004

ISO 9001:2008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2015년 10월 12일 부터
2017년 11월 6일 까지 유효함
ISO 환경경영 인증서.

2015년 10월 12일 부터
2017년 11월 6일 까지 유효함
ISO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서.

제 05GB007호
2005년 9월 3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디지털피에이시스템이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수여함.

우수디자인상품선정증

우수디자인상품선정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제 15CA010002호
2016년 2월 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디지털 다원화 전관방송 시스템이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수여함.

제 16DE140014호
2016년 10월 1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아라 라인어레이 시스템이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수여함.

제 16DE140013호
2016년 10월 1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디지털오디오믹서시스템이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수여함.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회원증 및 상장

Family 기업지정서

정부기관 투자확인서

회원증

2010년 12월 3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진공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Family 기업으로 모심

2010년 12월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09년 5월 18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전환사채인수 투자기업
임을 확인함

회원증

회원증

회원증

2010년 10월 22일
한국마스(MAS)협회장
한국마스(MAS)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2013년 8월 28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회원증

국민일보 위촉장

최우수 기업상

2011년 6월 14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합국무역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2015년 2월 6일 국민일보 대표이사

최우수 기업상 2012년 3월 20일
한국정보통신신문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기술향상에
적극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한국교회의 부흥과 교회 건축의 발전을 위해
국민일보 교회건축자문위원으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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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상패

표창장 및 상패

대통령 표창장

강원도지사 표창장

조달청 우수제품 표창장

2016년 10월 26일 조달청장
전자,IT 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15년 12월 31일 조달청장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강원도 홍보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15년 2월 25일 조달청장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로서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교회건축대상-음향부분 대상

표창장

표창장

2017년 1월 25일 국민일보 대표이사
대한민국 교회건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한바 음향부분
대상을 수여함.

제 2002-1438호
2002년 11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

제 2003-34호
2003년 2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에 기여하
여 표창함.

한국음향협회 감사패
2014년 1월 11일 한국음향협회
본 협회를 위해 음향기술교육,
국제음향전시회 등 협회발전에
지대한공헌을 하였기에 이 패를 표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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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지원과
지방문화원 영상음향장비 설치 및
관리의 우수회사로 표창함.

2007 VIP AWARD
[PA Mixer]
2007년 음향 분야 최우수 업체
로 인정받아 수여함.

KEVIC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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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빅은 젊음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연구개발의 끝이란 없습니다.
음향시스템연구소
"음향시스템연구소" 는 2003년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고품질의 음향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
팅 부분에서도 교회, 문예회관, 체육관 등 많은 곳에 건축음향, 전기음향 설계를 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갖가지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PA
(Public Address)와 SR (Sound Reinforcement)의 고급화 및 고출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영상, 음향기기의 통합
을 실현하는 AV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회 및 강당, 공연장의 음향시스템, 방송국, 스튜디오, 세미나실,
대형경기장, IBS기업의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등의 음향, 영상 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중요성
방송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공간에 적절하고 안정적 운영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쾌적한 방송 환경 구축에 실패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협의를 통해 사용자
의 환경, 요구사항 및 공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예산 분배는 물론 측정, 시
뮬레이션, 계산에 근거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음향 시뮬레이션 컨설팅
건축음향 / 전기음향 / 컴퓨터 시뮬레이션

음향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설계, 완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수학적 수식과 건축음향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구조물의 구조와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이론적인 수식과 완성후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음향분석, 설계용 소프트웨어 (EASE4.3) 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습
니다.

효율적
및
경제적 운영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서 작성

자동화를 통한 최소
인력운용 가능 현장
운영에 대한 컨설팅

공사비 절감
공사지연 방지
고품질 확보
다양한 행사
연출

현장의 공간과 주요
활용도에 맞는 설계,
시공 선진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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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전체 진행도> Project Process
·제일 먼저 소비자와 영업 담당자간의 설계상담 및 사양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영업담당자는 설계부서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달 받고 소비자에게 제출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기술부는 설계자료에 대한 공사를 시행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고객지원팀으로 부터 지속적인 A/S 및 유지보수가 지원됩니다.

상담

CONSULTING ZONE

기술영업부

·건축음향
·전기음향
·방송 시스템

설계및
브리핑
공사진행

프로젝트(고객)
PROJECT

설계실

공사설계협의

공사협의
및 진행

기술부

공사후
A/S전담

공사자료인계
고객지원팀

공간음향측정
시공 전 상태의 공간음향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인 음향분석 기준자료를 설정하여, 최적
의 음향시스템을 구축 설계 합니다. 시스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음향시스템 측정을 통해 용도에 따른
음향 파라매터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스템 셋팅 및 튜닝을 통해 최적의 음향시스템
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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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실
최적의 방송 음향시스템 환경을 구성
설치공간의 현실적인 환경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및 적용으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는설계
실은 설치공간의 특성인 공간 규모, 건축형태와 주 사용 용도와 필요기능에 따라 적합한 시스템과 기기를 객
관적, 과학적인 첨단기술을 토대로 시스템의 성능을 100% 활용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합니다. 각 시스템은 사
용자 및 관리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여 최적의 설계를 완성합니다.

도면을 통해 건축환경을 분석하고 건물의 용도, 행사내용, 이용객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설계합니다. 스피커설치검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구성 및 배치를 검토한 후
3D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건축 마감재를 반영한 3차원 공간에서 최적의 음향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별 직접음압,
복합음압, 음성명료도, 음악명료도 등을 분석하여 스피커의 종류, 수량, 지향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과 점점 전문화 되고 저변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을 가진 첨
단의 장비로 구성된 HD영상 시스템구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후 평면 / 단면도에 장비를 배치시킨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스템 구성도 / 랙 실장도 / 취부디테일 및 결선도를 작성합니다. 또한 시공공법 및 시스템의 이해를 돕
고 납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기한 시방서 / 설계설명서 / 기술검토서 및 각종 비교자료 등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공 후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도서, 사용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건축환경 분석
용도파악
고객요구 분석

시스템 구성
및 배치 / 견적

시방 및 시공
상세도 작성

시뮬레이션

배관배선
물량산출 및
설계 설명서

실시 설계
도서작성

준공도서
운영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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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팀
최고의 엔지니어로 최고의 사운드 구현
케빅의 완벽한 음향시설공사는 국내 여러 기술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음향시스템의 최종적 부분인 음향시스템 세팅에 있습니다. 이 음향세팅부분은 아무리 좋은 장비군을 구축하여도 최
적화 상태로 사용하지 못하면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당사의 최고의 음향엔지니어들은 여러 대형콘서
트, 중·대형교회 및 강당 등에 음질과 성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수많은 경험이 있는 기술진들이 음향공사의 최종
적인 튜닝을 전담하여 최고의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최적의 시스템 구축
케빅의 완벽한 음향기술 외에도 수많은 영상시설 공사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그 노하우는 국내 여러 기술
진들과 많은 시설관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완벽한 음향시스템 구축과 완성도 만큼 영상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로 어려움 없이 원활한 행사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팀
언제나 함께하는 A/S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책임지고 현장에서 설치, 시험, 튜닝 작업을 하고 정상 가동 후에도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예방 점검 및 당사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운영 요원과 공동으로 운영 지원하여 현
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ONE-CALL 서비스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단 한
번의 유지보수 요청을 통하여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B/S
항상 최적의 시스템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방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예방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 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영 교육과 유지보수 등
의 필요한 제원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새로운 신기술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발 앞선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
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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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제품개발연구소
지속적인 연구개발
케빅 연구소는 90년대 세계최초로 디지털PA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국내 PA 시스템의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축척된 기술을 기반으로 세미 디지털 PA시스템, APT 디지털PA시스템, 디지털 콤보 시스템등 PA시스템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아가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방송음향 기기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부터 FULL HD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발 하여 음향과 영상을 같이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재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DSP설계 기술을 보유하여 디지털 콘솔믹서와 사운드 프로세서 등 디지털
음향장비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최고의 연구소로 거듭났습니다.다수의 GD마크, 특허와 실용신안을 획득하였고,
2012년에는 HD급영상과 음향을 시스템화한 비상 방송 송출시스템이 조달청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되어 그 신뢰성과 우수성
을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주)케빅은 28년 간의 설치/대형 랜탈 현장 경험 및 기술력을 집약하여 국내최초로 DSP와 단테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기
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설치 비용의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SP 기반
의 프로세서를 본시스템 내부에 장착하여 운용하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PC상에서 모든 기능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사용
자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SFP 기술을 적용 광통신 방식으로도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및 제어가 가능하여 원
거리 에서도 음향 신호의 손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Dante, DSP, Class-D 앰프로
구축 가능한 가장 완벽한 디지털 음향 시스템으로 디지털 방식을 통해 차원이 다른 음질을 제공합니다. 자체 개발 waveguide
적용으로 보다 균일하고 확장된 응답 특성을 제공하며 최고급 자작나무 엔클로져에서 쏟아지는 사운드의 향연을 느껴보십시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음향과 영상산업을 모두 선도하는 기술기업 케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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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Introduction

주요부서 업무내용

생산본부
신뢰성 높은 제품생산
청정지역 강원도 철원 김화농공단지에 위치한 케빅 공장은 2007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음향장비를 생산하기
에 가장 적합한최신 자동화 생산시설을 갖췄으며, 신뢰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은 숙련된 기술
자에 의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합니다

제품관리

경기도에 위치한 케빅의 물류 창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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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Brands

케빅 브랜드

케빅이 생산,공급,수입하고 있는
브랜드 소개입니다.

프로음향산업의 뉴 리더 브랜드 "KEVIC"
오랜 시간을 통해 연구 개발한 케빅 Digital PA System은 현재 수많은 관공서, 기업, 교육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PA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
습니다. 또한 중, 소규모 건물에서 디지털 컨트롤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Digi Combo System과 중, 소규모 강당, 체육관, 교회, 세미나실 등에서
적합한 Digicon Powered Mixer, 생활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APT Digital PA System 등 어디서든 KEVIC의 우수한 PA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케빅은 28년 간의 설치/대형 랜탈 현장 경험 및 기술력을 집약하여 국내최초로 DSP와 단테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기술을 동시에 적용
하여 설치 비용의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SP 기반의 프로세서를 본시스템 내부에 장착하여 운용
하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PC상에서 모든 기능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SFP 기술을 적용 광통신 방식으로도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및 제어가 가능하여 원거리 에서도 음향 신호의 손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Dante,
DSP, Class-D 앰프로 구축 가능한 가장 완벽한 디지털 음향 시스템으로 디지털 방식을 통해 차원이 다른 음질을 제공합니다. 자체 개발 waveguide 적용
으로 보다 균일하고 확장된 응답 특성을 제공하며 최고급 자작나무 엔클로져에서 쏟아지는 사운드의 향연을 느껴보십시오.
(주)케빅은 대통령 취임식, 월드컵 응원 행사, 나는 가수다 전국 콘서트, 조용필 전국 콘서트 등 다양한 대형 행사 및 랜탈 경험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적 감
각과 엔지니어적 필요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합하여 하나의 악기 같은 스피커와 현존 가장 진보한 디지털 시스템이 결합된 최고의 음향 솔루션을 선
보입니다.

HD영상 편집장비의 가격과 기능의 혁명 "KEVIC"
본격적인 디지털 HD 영상 공중파 방송에 따라 수년간 영상제품을 연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케빅 디지털 HD 영상 시스템은 학교, 관공서 또는 방
송국에서 누구라도 간단히 조작을 할수 있으며 모든 송출 ,자막, 녹화, 크로마키 처리등의 제어를 케빅 전문 영상제어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화면내에서
모든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신개념의 HD 영상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SD급 방송 시스템과도 완벽한 호환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영상 송출을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공의 편리성 및 경제성도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HDCP 라이선스 등록을 통해 불법 고화질 영상물의 복사 및 송출을 방지
하여 다양한 고화질 HD 디지털 영상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HD 영상 시스템도 케빅이 선도합니다.

수입제품 - FBT
1963년 이래로, FBT는 맑고 조화로운 선율을 만드는 사운드 품질 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음악이 청취자의 마음과 영혼 을 울릴 수 있도록, 첨단 전문 오디
오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왔습니다. FBT는 현재 전세계에 음향 산업을 선도하 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페셔널 오디오
장비부터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세비언, JTS, 크래프터와 같은 악기산업까지 오랜 경험과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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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Reference

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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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

공사명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달청

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

(재)당진문화재단

조달청

당진문화재단 비디오프로젝터, 스피커, 노트북 컴퓨터 구입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조달청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통신공사 관급 구매

(재)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조달청

주사랑소규모요양원관급자재물품요청

(재)울산테크노파크

조달청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관급자재(AV설비) 수급

(재)울산테크노파크

조달청

융합기술연구소 안내방송 소프트웨어 구매

31사단

조달청

150930 위병면회실 전관방송장비

강원도 강릉시

조달청

강릉스쿼시경기장 신축공사(통신) - 음향설비

강원도 고성군

조달청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설치공사(정보통신)

강원도 삼척시

조달청

23사단 휴양소 건립공사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강원도 속초시

조달청

(계약대행)대포수협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신축공사(통신) 관급자재 AV

강원도 속초시

조달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통신/5차분) 관급 방송설비

강원도 속초시

조달청

설악산자생식물원 음향장치 설치사업 방솔설비 구입

강원도 속초시

조달청

시립도서관 건립사업(통신 5차분) 관급 방송설비

강원도 속초시

조달청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신사업(통신/4차분) 관급 전관수영장방송설비

강원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조달청

관급자재 통신시스템 구입

강원도 양구군 동면

조달청

동면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LCD프로젝터 설치

강원도 영월군

조달청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강원도 영월군

조달청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 통신공사 관급자재(음향설비)

강원도 영월군

조달청

청소년수련관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강원도 영월군

조달청

팻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강원도 원주시

조달청

전관방송 시설 보수

강원도 인제군

조달청

남면생활체육공원 옥외방송 설비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강원도 인제군

조달청

원통생활체육공원 궁도장 방송설비 구입

강원도 인제군

조달청

청사1층 리모델링(통합민원실) 통신공사 관급-전관방송설비,민원실방송설비

강원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조달청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관급자재(통신) 구입
보건소 구내방송장치 물품구매

강원도 인제군 보건소

조달청

강원도 정선군

조달청

정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전기공사

강원도 정선군

조달청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기공사 관급자재

강원도 철원군

조달청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강원도 철원군

조달청

군청사 제2별관 다목적회의실 방송설비 개선사업 관급자재

강원도 철원군

조달청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음향장비 구입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청

철원군 청소년회관 공연장 방송장비 구매

강원도 철원군

조달청

철원군 청소년회관 공연장 방송장비 구매설치

강원도 철원군

조달청

철원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사업 관급자재

강원도 철원군 시설물관리사업소

조달청

쉬리생태공원 방송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강원도 춘천시 시립도서관

조달청

시립도서관 비디오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통신케이블어셈블리 구입

강원도 평창군

조달청

무이예술관 문화예술체험장 건립공사(통신) 관급자재(방송장비)

강원도 홍천군

조달청

서석장례식장 본관 리모델링 통신공사-오디오엠프 등

강원도 홍천군

조달청

홍천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통신)-방송설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조달청

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통신)

강원도 홍청군 남면

조달청

면청사2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

강원도 횡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조달청

횡성 실내게이트볼장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가평군

조달청

가평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구입

경기도 가평군

조달청

설악면 복지회관 관급자재(방송장비) 구입

경기도 가평군

조달청

설악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방송설비)

경기도 가평군

조달청

하면 복지회관 관급자재(방송장비) 구입

경기도 가평군

조달청

현리시가지테마공원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조달청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및 방송장비 조달 구매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조달청

포천병원 통신관급 전관방송 및 A/V설비 구입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조달청

관급자재(방송설비) 구입 설치

경기도 고양시

조달청

덕양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통신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고양시

조달청

성라2 배드민턴장 방송장비 구매설치

경기도 고양시

조달청

식골 배드민턴장 방송장비 구입

경기도 과천시

조달청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통신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과천시

조달청

관문체육공원운동장 방송설비 구매

경기도 광주시

조달청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경기도 광주시

조달청

초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방송장비)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청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음향기기 구입

경기도 구리시

조달청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관급자재 구입(음향기기)

경기도 김포시

조달청

보육정보센터 신축공사(통신) 방송장비구매

경기도 김포시

조달청

생활체육관 통신공사 방송설비구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달청

조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경기도 동두천시

조달청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통신공사(오디오믹서 외)

경기도 동두천시

조달청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통신공사-체육교육실2 AV설비

경기도 동두천시

조달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통신공사(구내방송장비)

경기도 동두천시

조달청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구입

경기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소사체육센터 수영장 음향설비 구매

경기도 성남시

조달청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공사 관급자재(다목적강당A.V설비)

경기도 성남시

조달청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잔여공사 관급자재 방송설비 구매 설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사무소

조달청

신흥1동 주민센터 증축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수원시

조달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리모델링

경기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조달청

영통도서관 전관방송장비 관급자재 구매

경기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조달청

일월(천천동)도서관 건립 통신공사 관급자재(전관방송 및 AV설비)

경기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조달청

창룡(우만동)도서관 관급자재(방송설비) 조달구입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조달청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조성사업 구내방송장치 구입

경기도 시흥시

조달청

배곧신도시 (가칭)배곧1고 건축공사 관급자재(전광방송장비) 구입

경기도 안산시

조달청

대부동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AV설비) 구입

경기도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조달청

대부해양관광본부 방송설비

경기도 안성시

조달청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입(방송설비2차분):오디오앰프 외

경기도 안성시

조달청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공사(방송설비 1차분)-오디오앰프 외, 케빅

경기도 안성시 시립도서관

조달청

안성시 공도도서관 다목적홀 및 방송실 방송설비 교체구입

경기도 양주시 의회사무과

조달청

회의장 음향장비 구입

경기도 양평군

조달청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방송설비 설치

경기도 양평군

조달청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 방송장비 관급자재 설치

경기도 양평군

조달청

양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통신) 관급자재(전관방송) 구입

경기도 양평군

조달청

청내 방송장비 조달 구입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조달청

옥천레포츠공원 무선 방송설비 납품 설치

경기도 여주시

조달청

여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관급자재-방송장비2

경기도 연천군

조달청

백학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정보통신공사 방송설비 구입

경기도 연천군

조달청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공사(통신)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연천군

조달청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체험관 및 체험숙소 신축공사(통신)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연천군

조달청

안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AV설비 구입

경기도 의왕시

조달청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관급자재(구내방송장치) 구매설치

경기도 의왕시 중앙도서관

조달청

중앙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 의정부시

조달청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전관방송설비

경기도 의정부시

조달청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통신) 관급자재 구입-플러그용잭

경기도 이천시

조달청

관급자재(방송설비)구입(서경권역 농촌체험관 신축공사)

경기도 파주시

조달청

문산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전관방송설비)

경기도 파주시

조달청

파주시 보훈회관 신축 방송설비 관급 구매 (1)

23

Sales Reference

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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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

공사명

대구광역시

조달청

별관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대구광역시 남구

조달청

도시재생총괄과-앞산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매(앰프 등)

대구광역시 남구

조달청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구입-복지지원과

대구광역시 남구

조달청

행정지원과-이천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기계·전기·통신)

대구광역시 동구

조달청

4층 소회의실 방송장비 조달구입

대구광역시 동구

조달청

동주민센터 재난 경보방송용 앰프, 스피커 구입

대구광역시 동구

조달청

방송설비 조달구매설치-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체육동)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조달청

신덕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조달청

무선마이크 구입

대구광역시 북구

조달청

관문동 녹고분소 신축공사 관급자재(AV시설)

대구광역시 북구

조달청

산격3동 무지개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방송장비 구입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조달청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방송장비 조달구매 시행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조달청

전관방송시스템 구매 설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조달청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방송설비 구매 설치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조달청

2014년도 소방교육대 교육 훈련 물품구입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조달청

시민안전테마파크 2관 옥외방송설비 구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달청

노인복지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구입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달청

만촌1동 주민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 (방송설비) 구입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달청

파동문화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구입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조달청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방솔설비 1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조달청

전동스크린 외 5종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조달청

방송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구입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조달청

전관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설치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

조달청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개축공사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입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조달청

음향장비 구입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조달청

친절교육을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달청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통신공사 관급자재(스피커2종, 오디오램프2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달청

작은체육관 조성공사 관급자재(오디오 앰프 외 4) 구입

대전광역시 동구

조달청

대청동다목적회관 신축(통신) 공사 관급자재

대전광역시 동구

조달청

대청동다목적회관 신축(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대전광역시 서구

조달청

월평1동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 구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월드컵경기장 방송장비 정비물품 구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월드컵경기장 비디오프로젝터 외 2종 구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월드컵경기장 비상방송 물품구입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체육시설본부(충무/사정인라인) 방송설비 부분교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조달청

구암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조달청

강의실 전자교탁 구입

대통령경호실

조달청

제2어린이집 AV설비

대한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조달청

안동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 통신장비 구입

대한석탄공사

조달청

대한석탄공사 지방이전 사옥건립 신축공사 관급물품 AV설비 구입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조달청

안성시지사 신축 관급자재(A/V) 구매

동곡요양원

조달청

통신장비 구입건(오디오앰프외20종)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달청

구내 방송설비 장치(KS2012) 및 오디오앰프( PA2262/M)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조달청

김포장릉 관리사무소 및 역사문화관 건립(전관방송설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조달청

비상방송음향 및 통합멀티미디어 송출시스템(연습실 증축공사)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

조달청

국립과천과학관 음악방송용 CD플레이어 구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조달청

관급자재(방송설비) 구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조달청

광화문우체국 물품구매(오디오믹서,리모트앰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조달청

광화문우체국 방송장비26종 구입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조달청

음향장비 구매(광화문 등 6국)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조달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조달청

공사명
제주동문우체국 구내방송장치(관급자재)구매
방송장비 조달구매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조달청

구즈넥 마이크 구매-전자교탁용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조달청

(음향장치 오디오앰프외 )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달청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교체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달청

디지털 전관방송시스템 구입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조달청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통신공사(2차) 관급자재(오디오앰프)

부산광역시 남구

조달청

구청사 전관방송설비 보강(CM2717G)

부산광역시 남구

조달청

대동골문화센터 건립공사(통신-방송설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조달청

청사 방송장비(음향설비) 및 교육장비 구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달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방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달청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건립 방송설비 구입-브래킷, 구내방송장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달청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공사-구내방송장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달청

주례2동 희망마을 E-co(2층) 음향장비 구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달청

학장동 새밭마을 행복마을 1층 음향시스템 구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달청

광안2동 주민자치센터 방송설비 제작구입(조달)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달청

영도구보훈회관 건립공사 통신공사 관급자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달청

3층 중회의실 영상방송설비 구매설치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수미초 방송장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장산초 교사동 CCTV 구매설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장안초 다목적강당증축에 따른 방송장비 및 CCTV구입

부산시설공단

조달청

광안대교 비상방송설비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산시설공단

조달청

부산시민공원 대관시설 방송장비 구매

부산시설공단

조달청

태종대유원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통신) 관급자재(21종)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조달청

오디오엠프 세트

북부농업협동조합

조달청

진주북부농협방송장비 구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조달청

광주 교통회관 건립공사 지급자재(AV장비) 구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조달청

광주교통회관 건립공사 지급자재(전관방송 및 AV설비) 구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조달청

프로그램실 집기외

사회복지법인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조달청

경남사회복지센터건립공사 방송장비구매

산림조합중앙회 강화군산림조합

조달청

교육실 방송설비 요청

산림조합중앙회 강화군산림조합

조달청

교육실 음향및 영상장비보강

산림조합중앙회 강화군산림조합

조달청

교육실 음향장비 구입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조달청

2014년 아세안자연휴양림 4차년도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AMP시스템)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조달청

고성민북경영팀 청사 신축 관급자재(통신)구매

산업통산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달청

표준공장 신축사업 통신분야 관급자재(전관방송장치) 구입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달청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재건축사업 관급공사(방송장치)

새남해농업협동조합

조달청

친환경 교육체험 홍보관 통신공사 자재 발주

서울시기술교육원수탁법인엘림복지회운영남부기술교육원

조달청

그린자동차학과 훈련장비(방송장비) 구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달청

경륜고객홀 용도변경공사 전관방송장비 구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달청

올림핌공원 플라자 편익시설 A-1동 개선공사 음향설비 구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조달청

광명스피돔 자전거대여소 및 고객편의시설 증축공사 A/V설비 조달구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조달청

보건소 신청사 다목적회의실 방송설비 구매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달청

강일동 마이크스탠드-케빅(커뮤니티 공간조성 물품)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달청

근현대사기념관 신축 통신공사 방송통신설비(관급자재) 구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달청

기획상황실 및 대강당 음향방송설치 구매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달청

문화강좌 음향기 구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

조달청

삼양동(솔샘관) 전원공급장치 구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조달청

강북구의회 방송장비 교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달청

싱글벙글 교육센터 청소년 미디어실 방송장비 조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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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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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

공사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조달청

강화해안 및 동막해안 야간경관 조성사업 - 호온스피커 50W

인천광역시 강화군

조달청

군청사(별관) 증축공사 - 방송설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조달청

민머루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통신공사 관급자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조달청

송도24호근린공원복합문화시설 통신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달청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방송설비)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달청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방송설비-추가)

인천광역시 남구

조달청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 및 설치

인천광역시 남구

조달청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통신) 관급자재 구매

인천광역시 남구

조달청

업사이틀 에코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통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달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방송음향장비 구입

인천광역시 동구

조달청

다목적회관 방송설비 물품 구입

인천광역시 동구청

조달청

동구의회-방송장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달청

부평안전체험관 증축공사 관급자재_방송설비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달청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통신 관급자재(TV모티터 등) 구입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달청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구매 설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달청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통신공사(방송장비 25종)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달청

장봉출장소(보건지소) 통합청사 신축 통신공사(플러그용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조달청

명주원보호작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증축공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조달청

동아리 공연용 이동식 음향장비 구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조달청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연구생산동 건축공사(통신) 관급자재(전관방송)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조달청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방송설비 구입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조달청

BIO-1동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의 건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조달청

바이오타운 비상방송설비 구입의 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조달청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관급자재 구매(회의실 A/V)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조달청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관급자재(구내방송장치)

전남개발공사

조달청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건립공사 사무용품(텔레비젼외 5건) 구매

전남개발공사

조달청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기, 통신 관급자재(수배전반외 3건)

전라남도

조달청

사회복지과- 전남 사회복지회관 회의실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등 구입

전라남도 강진군

조달청

강진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방송설비 자재 구매

전라남도 강진군

조달청

강진오감누리타운 음향설비 구축

전라남도 강진군

조달청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 자재-방송설비

전라남도 곡성군

조달청

곡성 신기리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장 조성 통신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조달청

목재문화체험장조성통신공사-관급자재(방송장비-1층체험실) 구매

전라남도 나주시

조달청

빛가람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조달청

음향장비구입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회의실 AV설비구입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음향장비 및 무전기 구매설치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문화회관 센터스피커 및 음향케이블 교체공사 14-278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주요관광지 상설공연 추진위한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한국가사문학관 영상실 음향장비 구입

전라남도 담양군

조달청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중정설치공사 15-298 시청각설비

전라남도 보성군

조달청

관광녹차 생태공원 조성사업 방송장치 구매설치

전라남도 보성군

조달청

제암산자연휴양림 통신공사 방송장비 구입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2016년 행정물품(화정면 구내방송장치) 구입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망마전천후게이트볼장환기시설설치공사(14-296)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여수보훈회관 신축공사(통신) 대회의실 통신장비구입15-455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여수시 보훈회관 신축공사(통신)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15-455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여수시 학동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통신) 통신장비 구입 15-275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여수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통신) 대강당 방송설비구입 14-428

전라남도 여수시

조달청

찾아가고싶은섬(백야도)조성사업 통신설비공사(14-349)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공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충청남도 태안군

조달청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 통신공사의 오디오앰프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조달청

대강당 콘덴서 마이크(스텐드) 구입

충청북도

조달청

충북체육회관 개보수 건축공사

충청북도

조달청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충청북도 괴산군

조달청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건립공사 전관방송설비 구입

충청북도 단양군

조달청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 조성사업/통신/오디오앰프 구매/케빅151112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소

조달청

단양군보건소 이전신축 건립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구매 및 설치

충청북도 보은군

조달청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전관방송설비 구입

충청북도 보은군

조달청

보은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및내진보강공사(CCTV설비)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조달청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구입

충청북도 영동군

조달청

상황실 방송장비 구입 요청

충청북도 영동군

조달청

황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통신) 관급자재 구입 요청

충청북도 영동군 난계국악사업소

조달청

국악체험촌건립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음향장비) 구입

충청북도 옥천군

조달청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통신 공사 관급자재 구입(주민복지과)

충청북도 옥천군

조달청

문화예술회관 방송시설 설치 공사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조달청

읍청사 소회의실 방송시설 교체구입

충청북도 음성군

조달청

2층상황실 방송장비 구입

충청북도 음성군

조달청

백야수목원조성사업(통신)관급자재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조달청

맹동혁신도시출장소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충청북도 제천시

조달청

고기능 LED약용 작물연구소 신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제천시

조달청

제천엽연초 수납취급소 전시및문화시설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제천시

조달청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차고 신축 통신공사 관급

충청북도 증평군

조달청

삼보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목적회관신축공사(통신) - 디지털프로세서 외

충청북도 진천군

조달청

조명희문학관신축통신분야-문화체육과

충청북도 진천군

조달청

진천군 노인복지관 음향기기 조달 구입

충청북도 진천군

조달청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방송설비 구매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구 서울산부인과 리모델링 통신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목련공원 봉안당 건립 통신공사 관급자재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성안길 상점가 음향시설 관급자재 구입(전관방송설비)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옥화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관급자재(통신분야) 구입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옥화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립공사 관급자재(통신분야_케빅)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육거리 멀티지원센터건립 통신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통신 관급자재 구매(전관방송설비)

충청북도 청주시

조달청

충주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평생교육원 관리과

조달청

청주시립도서관-음향장비구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조달청

체육관 신축공사 A/V설비 관급자재 구입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조달청

연수원 3층 강의실 관련 물품(마이크커낵터) 구매

평창군수

조달청

평창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방송장치 구매설치

평택도시공사

조달청

강당 방송 및 AV시스템 조달구매

평택도시공사

조달청

평택도시공사 사옥 신축공사 전관방송 및 AV시스템 구매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달청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방송장비 및 CCTV구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조달청

건전지외 26종 조달 구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조달청

항공기술훈련원 비상방송장치 구매

한국과학기술원

조달청

KI빌딩 Fusion Hall DSP장비 구매

한국과학기술원

조달청

대강당 방송시설 스피커 외 9종 구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달청

슈퍼컴퓨터복합지원동 건립공사 통신공사(방송장비)

한국광물자원공사

조달청

신사옥 관급자재(방송장비) 추가 구매 요청

한국기계연구원

조달청

[플랜트기계연구동 환경개선사업] 방송설비 제작설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조달청

LCD Projector 외 부대설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조달청

삼천포화력본부 직장어린이집 방송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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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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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약처

공사명

한국농어촌공사

홀리랜드테크놀러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사옥 방송설비 관급자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조달청

구룡령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단계 통신공사 관급자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지사

조달청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지급자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지사

조달청

소법,상천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지급자재(tm/tc) 조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조달청

서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급자재 통신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조달청

하북면 종합정비 방송설비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지사

조달청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통신방송장치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

조달청

창원단감 테마공원조성사업 교육실A/V설비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조달청

세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급자재(통시장비)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조달청

양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행복나눔센터 방송장치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

조달청

춤새권역(1단계2차) 지급자재(대중방송용장비) 조달구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주.봉화지사

조달청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급자재(방송설비) 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

조달청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음향설비 구매(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함평지사

조달청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차분 관급자재(방송음향장비)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조달청

지사사옥 지급자재(방송영상장비)조달구매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홍성지사

조달청

용봉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한마음센터신축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 괴산지사

조달청

불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재(통신-교육장AV)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괴산.증평지사

조달청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자재(방송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괴산.증평지사

조달청

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재(방송설비)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가곡면소재지 지급자재구매/통신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동량지구 지급자재구매/방송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박달재권역 지급자재구매/통신자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비단권역 지급자재구매/통신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삼태산권역 지급자재구매/방송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수산면소재지 지급자재구매/통신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조달청

체류형 지급자재구매/방송설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연본부 괴산지사

조달청

불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급자재(통신-전관방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조달청

관급자재(방송구입설치)

한국석유관리원

조달청

대전충남본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_대회의실 방송장치)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조달청

K15-G093-010 해오름사택 기타복리시설 통신공사용 A/V설비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조달청

사택 3단지 복지관 신축공사 사급자재 구매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조달청

구내방송장치 및 PA용 스피커 구매요청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3발 사옥 전관방송설비 보강, 개선시행 구축 자재구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3호기 TSC실 정보통신설비 구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월성1발 소실장회의실 Paperiess 회의체 구축용 자재 구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월성2발전소 대회의실 Paperless 회의체 구축용 자재 구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월성본부 주요개소 방송설비자재 구매요청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통합중앙통제실 및 백업통제실 구축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조달청

k14-G115-010 :UAE OSSA 시뮬&사무동 신축 통신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조달청

자연재해 대리 방재용 방송설비 보강자재 구매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조달청

홍보관 방송설비 구매

한국수력원자력㈜산천양수발전소

조달청

에너지관 강당 음향 영상시스템 교체 자재 구매(P14G03001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조달청

본사 사옥 음향설비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월성본부 전망대 신축 통신공사용 사급자재(방송설비)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조달청

훈련센터 시뮬레이터실 무선 마이크장치 구매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조달청

1발 비상운전지원실 통신공사 자재G093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조달청

3발전소 노후 방송장비G096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조달청

방송설비 G058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조달청

본관사옥 증축공사 통신자재G131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조달청

비상종합상활판 G053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강릉원주대학교

조달청

해람문화관 물품 구매(이퀄라이저, 마이크로폰)

강릉원주대학교

조달청

2015년도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기자재 및 사무용 비품 구매

강릉원주대학교

조달청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 스피커 및 이퀄라이저 구매 요청

강릉원주대학교 관리지원팀

조달청

부설유치원 신축건물 방송설비 구입(앰프 외)

강원도 삼척시

조달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통신): 전관방송설비

강원도교육청

조달청

(가칭)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통신공사 관급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강원도교육청 강원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장비 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고등학교

조달청

스피커 조달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주문진초등학교

조달청

주문진초 방송실 디지털화 구축에 따른 조달물품 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현남중학교

조달청

현남중학교 마이크스탠드 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현남중학교

조달청

현남중학교 무선마이크장치(수신기포함) 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조달청

양구교육도서관 세미나실 영상 음향 비품 구입(무선마이크장치 외 12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교육도서관

조달청

양구교육도서관 비품구입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조달청

매지초 다목적실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조달청

가칭) 혁신초 신축공사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서면초 다목적실 방송설비 구입 및 설치)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조달청

춘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매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조달청

횡성중 교사동 환경개선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구매요청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조달청

횡성교육지원청 회의용시스템 및 무선마이크 자재 조달 구입 요청

강원도교육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조달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비디오프로젝터외 3종 구입

강원도교육청 원덕고등학교

조달청

스피커 외 4종

강원도교육청 홍천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실 방송설비 물품 구입

강원도춘천교육청 남춘천여자중학교

조달청

남춘천여중 전관방송 및 체육관 방송설비 조달구입

강원도춘천교육청 동부초등학교

조달청

동부초등학교 방송실 물품 구매

강원도춘천교육청 동부초등학교

조달청

동부초등학교 시보기 구입

강원도춘천교육청 춘천초등학교

조달청

춘천초등학교 LCD 프로젝터 구입

강원도홍천교육청 서석중학교

조달청

우수중학교 전관방송 리모델링 공사 방송설비 구입비

강원도홍천교육청 홍천중학교

조달청

스피커외 20종

경기도 연천군

조달청

전곡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음향설비 구입 설치

경기도 영천군

조달청

귀농,귀촌탐방 및 체험학교 AV시스템 구입

경기도 화성시

조달청

화성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공사(통신) 관급자재

경기도 화성시

조달청

동탄2 초9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공사(통신)-구내방송장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조달청

어람중 체육관 증축 관급자재[방송장비] 계약요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매향중학교

조달청

매향중학교 방송장치 구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창용중학교

조달청

HDMI 케이블 구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배곧중학교

조달청

배곧중 특별실 방송장비 구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시곡중학교

조달청

시곡중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방송음향장비 구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시곡중학교

조달청

시곡중 교무실 리모트 앰프 구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시랑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물품 조달요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인덕원중학교

조달청

인덕원중학교 체육관 방송장비 조달구매물품 계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인덕원중학교

조달청

인덕원중학교 방송실 마이크 스탠드 구매 계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인덕원중학교

조달청

인덕원중학교 방송실 물품 구입 계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달청

(가칭)하길2초 교사 신축 관급자재(방송장치) 구입

경기도교육청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동학초등학교

조달청

동학초 방송실 마아크 및 마이크 스탠드 구입

경기도교육청 군포고등학교

조달청

군포고 방송설비 구매

경기도교육청 군포고등학교

조달청

군포고 방송설비 구매

경기도교육청 비전고등학교

조달청

학년교무실 리모트앰프 구입

경기도교육청 상원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방송장비(오디오 믹서) 구입

경기도교육청 소하고등학교

조달청

소하고 비상방송설비 물품구입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조달청

체육관 마이크스탠드 구입

29

Sales Reference

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30

계약처

공사명

경기도교육청 숙지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실 방송기기 구입

경기도교육청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조달청

2015학년도 방송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조달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방송설비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경기도교육청 용호고등학교

조달청

용호고 방송실 음향장비 구입 건

경기도교육청 용호고등학교

조달청

용호고 방송실 영상장비 구입건

경기도교육청 우성고등학교

조달청

우성고 방송실 기자재 구입 건

경기도교육청 율곡고등학교

조달청

율곡고 디지털전관방송장비 물품 구매

경기도교육청 충훈고등학교

조달청

충훈고 다목적체육관 방송장비 구매 요청

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실 방송관련 물품 구입

경기도김포교육청 통진중학교

조달청

통진중 방송설비 기자재 조달 물품 구입

경기도성남교육청 송림중학교

조달청

20150113방송실장비

경기도성남교육청 송림중학교

조달청

특성화_스마트_교육환경개선비_앰프 등 3종

경기도성남교육청 풍생중학교

조달청

풍생중학교 방송실 소모품 구입 건

경기도용인교육청 성복중학교

조달청

방송실 마이크스탠드 구입

경기도용인교육청 용신중학교

조달청

용신중 방송반 통신변조기(모듈레이터) 구매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경민중학교

조달청

교무실 리모트 앰프 구입

경기도평택교육청 종덕초등학교

조달청

2014학년도 종덕초등학교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물품 구입

경북대학교 IT대학

조달청

디지털콘트롤프로세서 구입

경북대학교 IT대학

조달청

이퀼라이저 구입

경북대학교 IT대학

조달청

IT2호관 101호 전원공급장치 등 2종 구입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조달청

스피커 외 1종 구입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조달청

강의실 책걸상 외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조달청

기초교육원 강의실 오디오 앰트 등 3종 조달구입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달청

스피커,프로젝트,의자,유선마이크 구입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달청

스피커,오디오앰프,빔프로젝터,브래킷 구입(임산공학-교육환경)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조달청

보건복지학부 멀티미디어강의실 전원공급장치 등 3종 조달구매

경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조달청

종합정보센터 비상방송설비 구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달청

정치외교학과 무선마이크(핀)마이크 2대 구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달청

무선마이크(수신기)3,무선마이크(핸드)2,무선마이크(핀)1

경북대학교 산학연구처 연구진흥과

조달청

창업교과목전용강의실 비품 및 기자재 구매(수강용테이블 등 11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오디오믹서 등 5종 구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프로젝터 외 4종 구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이퀄라이저 구매(스마트전자특성화사업단)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조달청

오디오 앰프외 1종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조달청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생태환경대학-무선마이크장치 구매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조달청

공동강의실 오디오앰프 구입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달청

전자교탁외 2종구매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복사기.오디오앰프.프리앰프(국문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오디오앰프.프리앰프.스피커(중문과대학원동202호)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오디오믹서. 오디오앰프.스피커(노문과-인문대312호)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스피커. 전동스크린. 오디오앰프 . 오디오믹서 (독문과) 인문대218.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무선마이크(수신기.송신기) 오디오앰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오디오앰프(믹서)오디오앰프.스피커- 한문과-인문대318호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조달청

오디오앰프(믹서)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달청

비디오프로젝터 외 20종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달청

인터렉티화이트보드(전자칠판) 외 2종 구매(행정실)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달청

신설 세미나실 및 멀티미디어 강의실 기자재 구매 요청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신현중학교

조달청

신현중학교 구내방송장비 구입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거창여자중학교

조달청

거창여자중학교 교과교실제 리모델링(통신) 관급자재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조달청

경남교육연수원 강의실확충 통신공사 관급자재 - 방송설비 및 AV시스템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경상남도교육청

조달청

공룡중학교 교사 신축 통신공사 관급자재 - AV설비

경상남도교육청

조달청

기성초등학교 교사신축 통신공사-영상AV방송설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조달청

고성교육지원청 방송설비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조달청

밀양유치원 신축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시스템-구내방송장치)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조달청

남산초등학교 체육관보수 통신공사 관급자재(전원공급장치외)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조달청

석전초등학교 통신선로 보수공사 관급자재(통신용 변조기)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구암여자중학교

조달청

구암여중 방송장비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남양초등학교

조달청

남양초등학교 방송실 무선마이크 구입 요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남양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기자재 및 케이블, 자재 구입 건의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동부초등학교

조달청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방송실 앰프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용원초등학교

조달청

용원초 방송실 현대화 장비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진해남중학교

조달청

진해남중학교 다목적강당및 급식소증축 통신공사 기자재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조달청

위성초 본관동 방송실구축 통신공사 관급(플러그용잭등17종)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조달청

세미나실 무선마이크장치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조달청

2015학년도 방송실 노후 방송기기 교체

경상남도교육청 밀성제일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강당 지하 소강당 리모델링공사 통신장비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웅천고등학교

조달청

웅천고등학교 소강당 영상음향장비 현대화 사업 관급자재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진주외고 본관동 방송설비 공사 관급자재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진주외고 본관동 방송실 CD플레이어 관급자재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대산고등학교

조달청

창원대산고 방송시설개선 관급자재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대산고등학교

조달청

창원대산고 방송시설개선(시청각실외 1개소)공사 관급자재 구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사파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앰프 구입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신월고등학교

조달청

창원신월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교육정보화기기 구입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부곡초등학교

조달청

김해부곡초 방송장비 구입

경상남도마산교육청 마산의신여자중학교

조달청

방송장비구매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안계초등학교

조달청

안계초등학교 강당 앰프구입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진주동중학교

조달청

진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방송장비 조달요청(관급)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진주중앙중학교

조달청

마이크 구입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진주중앙중학교

조달청

마이크로폰 구입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초등학교

조달청

대방초등학교 방송실 시설 개선 장비 구입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반림중학교

조달청

반림중학교 방송실 마이크 구입

경상남도통영교육청 통영중학교

조달청

통영중학교 운동장 스피커 구입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계림중학교

조달청

방송실 전관방송메인장비구입 설치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조달청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방송장비 구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조달청

컴퓨터 교육실 구축에 따른 물품 구입(모니터 외 6종)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태화초등학교

조달청

오디오앰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조달청

별빛중 교사신축 통신공사 관급자재(구내방송장치) 제작구매 설치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조달청

가칭)의성중부중학교 교사신축 정보통신공사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조달청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방송기기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남율유치원

조달청

강당용 무선마이크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여자고등학교

조달청

2학년 교무실 방송기기(리모트앰프)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김천고등학교

조달청

김천고등학교 교사동(학림관) 리모델링 방송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가톨릭대학사대부속무학고등학교

조달청

체육관 개선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통신)

경상북도교육청 동지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방송, 영상장비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상지여자고등학교

조달청

간호실습실비디오프로젝터구입

경상북도교육청 선영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체육관및연결복도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성의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강당 방송시설 개선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

경상북도교육청 약목고등학교

조달청

스피커 외 2종 구입

경상북도교육청 의성고등학교

조달청

의성고 다목적실 AV설비(구내방송용장치)

경상북도구미교육청 비산초등학교

조달청

다목적강당 방송용 마이크 송수신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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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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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

공사명

경상북도구미교육청 송정초등학교

조달청

헤드세트 외 7종 구입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군위중학교

조달청

군위중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입 설치

경상북도포항교육청 영일중학교

조달청

디지털영상방송장비 구매

경상북도포항교육청 장기중학교

조달청

무선마이크시스템 구매 요청

경인교육대학교

조달청

부설초등학교 수업참관실 증축에 따른 설비보수공사 관급자관급자재 구입

공주대학교

조달청

공주대학교 노후 소방시설 교체 관급자재 구입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풍암초등학교

조달청

풍암초등학교 운동장 스피커 구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동신고등학교

조달청

광주동신고등학교 방송기기 교체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메인컨트롤 장비 교체

광주광역시교육청 문성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시청각실 통신 관급자재 구입

군산대학교

조달청

인문대학 리모델링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매(A/V설비 구매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학생문화센터

조달청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수영시설기구 및 방송기자재 구입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풍고등학교

조달청

기숙사 전관방송장치 구입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풍고등학교

조달청

기숙사 방송장비 구입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풍고등학교

조달청

태아관 방송 기자재 CD플레이어 구입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성곡중학교

조달청

성곡중 방송부 물품 구입 요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중학교

조달청

효성중학교 급식시설 증축공사 방송영상설비 구매설치

대구교육대학교

조달청

과학교육과 실험실 및 강의실 비품 구매

대구교육대학교

조달청

실험실습기자재 나라장터 품목 구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대원외고 HD영상 전송 장치 구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달청

대전만년고 다목적강당 증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구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달청

대전관저고 다목적강당 증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구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달청

대전동신과학고 다목적강당 관급자재(방송장비) 구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대전옥계초등학교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 구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대전판암초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 구입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대전문성초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대전두리중 다목적강당 관급자재(방송장비) 구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대전노은중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구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문지유치원 교사개축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구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제일고등학교

조달청

대전제일고등학교 교실 증개축공사 관련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 요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조달청

운동장 스피커외 2종 구매 요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우송고등학교

조달청

2015년도 우송고등학교 방송장비 전면교체

목포대학교

조달청

목포대학교 플라자60 소강당 A/V 설비 관급자재 구입

목포대학교

조달청

플라자60 대강당 A/V설비 관급자재 구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대체학습장 조성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2015학년도 2학기 연극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3자단가) 요청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특성화_학사관리과_전공강의실 학습기자재 구입(컴퓨터 외 18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광명고등학교

조달청

물품 조달 요청 - 방송장비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동래여자고등학교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구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부산개성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달청

개성고등학교 역사관 관급자재(방송장비) 구매 요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문현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동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치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개원초등학교

조달청

개원초 방송물품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조달청

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방송장치 구매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달청

신덕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달청

구남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급식실증축 방송장치 구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달청

가락초등학교 방송장비 구매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달청

금곡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호중학교

조달청

신호중학교 CD플레이어 구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호중학교

조달청

신호중학교 방송실 마이크 구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봉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장치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조달청

다대중학교 강당 방송장치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동백초등학교 방송장치 구매설치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해운대공고 LED 조명기구 외 2종 관급 구매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달청

해강중 교내방송장치 구매설치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남고등학교

조달청

부산남고등학교 방송장비 구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조달청

강당방송장비 구매

부산광역시교육청 혜화여자고등학교

조달청

혜화여자고등학교 방송장비구매설치(관급)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문현초등학교

조달청

다이나믹마이크 구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동래여자중학교

조달청

동래여중 다목적강당 방송장비 구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동래초등학교

조달청

동래초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구매건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연산중학교

조달청

연산중학교 교무실 앰프 구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동삼초등학교

조달청

동삼초 전관방송장비 구입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기장중학교

조달청

교무실.강당.운동장스피커 구입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동아중학교

조달청

동아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장안초등학교

조달청

장안초 방송기자재 구입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운대여자중학교

조달청

해운대여중 정보통신 시설공사 및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부산교육대학교

조달청

학생지원관 개축 통신공사(2차) 관급자재 구입(멀티설비)

부산교육대학교

조달청

부설초등 파랑새관 영상 및 음향설비 관급자재 구입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조달청

프로젝트 등 8종 구입

서영대학교

조달청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유아교육과 수업행동분석실 수업자동녹화시스템 조달구입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대왕중학교

조달청

방송장비 구입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영동중학교

조달청

음악실 방송시설장비 구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서울거여초등학교

조달청

서울거여초병설유치원 정보화기기 구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서울거여초등학교

조달청

거여초병설유치원 정보화기기 TV 구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한영유치원

조달청

대강당 음향설비 구입(16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한영중학교

조달청

대강당 음향설비 구입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강신중학교

조달청

마이크 스탠드 구입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대일외고 방송장비 구입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조달청

비상방송장치 구매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조달청

비상방송장치 구매 및 요청(학생체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대원국제중학교

조달청

디지털 영상방송 전송장비 설치를 위한 기기 구입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마장초등학교

조달청

서울마장초등학교 방송시설 노후장비 교체 구입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정덕초등학교

조달청

정덕초등학교 방송실 장비 구입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성암여자중학교

조달청

성암여중 방송장비 구매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조달청

급식실 방송장비 관급자재 구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조달청

강당겸체육관 증축공사 통신 관급자재 구입(구내방송장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대강당 음향설비 구입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서울관악초등학교

조달청

물품구입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동일초등학교

조달청

서울동일초등학교 방송실 기자재 물품 구입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옥정중학교

조달청

옥정중 방송실 방송설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남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영상설비 현대화 사업 물품 구매

안동대학교

조달청

지역산학협력단 신축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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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34

계약처

공사명

안동대학교

조달청

안동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송설비

안동대학교

조달청

안동대학교 자연1호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방송장비]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진중학교

조달청

영어전용실 앰프 및 스피커 구입

울산광역시교육청 범서고등학교

조달청

범서고등학교 방송장비 조달 구매 요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조달청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후관동 과학실 음향설비 구축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조달청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강당 방송설비(관급자재)장비 구매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조달청

PLC제어실습실 덕트 및 방송장비 현대화작업 공사 관급자재 물품 구입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조달청

시청각실 구축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입

육군통신학교

조달청

음향시스템 교체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공업고등학교

조달청

부평공고 방송장비 구입

전라남도강진교육청 강진중학교

조달청

방송용 스피커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곡성고등학교

조달청

곡성고 방송시스템 현대화 사업 물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고등학교

조달청

광양고등학교 학년실 및 다목적실 방송 설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광양백운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방송장비 조달구입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공공도서관

조달청

도서관 방송장비 구입 교체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공업고등학교

조달청

나주공고 기숙사 증축 공사에 따른 도급자재구입(방송장비)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공업고등학교

조달청

마이크(마이크로폰) 및 케이블 조달 구매 요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조달청

목포정명여고 방송설비 조달구매 신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중앙고등학교

조달청

목포중앙고등학교 체육관방송시설확충

전라남도교육청 목포홍일고등학교

조달청

목포홍일고 시청각실 개보수공사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매산고등학교

조달청

순천매산고등학교 방송시설 보수 물품 구매설치(오디오믹서외 14종)

전라남도교육청 순천효산고등학교

조달청

순천효산고 방송시설 보수물품 조달 납품 요청

전라남도교육청 약산고등학교

조달청

약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송기기 구입 조달요청

전라남도교육청 여수공업고등학교

조달청

여수공고 방송시설 보수 장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조달청

시청각실 방송 설비 물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여수화양고등학교

조달청

여수화양고등학교 디지털 방송장치 물품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영광공업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실장비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영광전자고등학교

조달청

영광전자고등학교 디지털 방송설비

전라남도교육청 예당고등학교

조달청

강당 전기 및 통신자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장흥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교실 음향기기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조달청

전남생명과학고 탐진학사 영상관 비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조달청

기숙사 리모델링에 따른 방송기기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조달청

고흥과역중학교 방송장비(방송수신기 외 30종)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조달청

고흥도화중학교 관급자재(방송설비)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조달청

광양중학교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조달청

광양여자중학교 방송기자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조달청

방송기자재 물품 조달요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조달청

전남교육연수원 연수관 강당 방송기자재 물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조달청

원촌초 방송실 장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조달청

남평초 방송실 현대화 비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조달청

2016년 교단환경개선 방송실보수 및 확충(봉황초)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조달청

2015년도 초,중 교단환경개선 공통교구 조달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조달청

담주초 방송장비 확충물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조달청

한재중 방송장비 확충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조달청

교단환경개선물품(신흥초 외 1교 방송설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조달청

교단환경개선물품(디지털방송장비)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조달청

청계초 방송실 관급자재(방송장비)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조달청

하반기 교단환경개선사업 공통교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조달청

상반기 교단환경개선사업 공통교구(저출력심장충격기 외 85종)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안심초등학교 방송자재 조달 구매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소호초등학교 방송장비 조달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여남중학교 방송자재 조달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성산초등학교 방송장비 조달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시전초등학교 방송장비 조달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조달청

화양중학교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방송장비 조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조달청

영광대마중 방송실 방송장비 조달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조달청

법성중 디지털 방송시설 구축물품 조달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조달청

지리산학생수련장 오디오믹서 외 6종 조달구매 요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조달청

관산초 다목적강당 방송시설 확충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조달청

석교중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방송기자재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조달청

함평신광중 방송실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구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조달청

강당 무선마이크 구입 설치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조달청

화순초등학교 방송솔 현대화사업 물품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진도국악고등학교

조달청

진도국악고 디지털 방송설비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진성여자고등학교

조달청

교육여건개선 방송시설보수 통신용변조기외 44종 구입

전라남도교육청 해룡고등학교

조달청

방송시설현대화사업조달물품구입

전라남도교육청 화순고등학교

조달청

화순고 다목적강당 방송설비 공사

전라남도나주교육청 나주공산중학교

조달청

나주공산중학교 방송 앰프 구입

전라남도담양교육청 한재중학교

조달청

한재중학교 방송실 현대화사업 물품 구입

전라남도보성교육청 삼광중학교

조달청

방송설비구입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매산중학교

조달청

순천매산중학교 디지털 방송시설 구축

전라남도시안교육청 임자초등학교

조달청

리모트앰프, 리모트앰프리시버 구입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여수미평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마이크로폰 외 2종 구입

전라남도영광교육청 영광여자중학교

조달청

교무실 리모트앰프외 1종 구입

전라남도영암교육청

조달청

삼호유치원 디지털 방송설비 구입

전라남도장흥교육청 장흥중학교

조달청

강당방송실 스피커외5종 구입

전라북도교육청

조달청

본청 회의실 방송설비 및 영상장비 구매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아산초등학교

조달청

아산초 방송장비 구입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조달청

청소년미디어센타 운영 장비 콘솔외 3종 구입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조달청

김제교육지원청(검산초) 강당수선 전기공사 조달요청 구입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익산교육청익산한벌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장비 구입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우림중학교

조달청

방송실 전원공급장치 구입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전주서곡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무선마이크외 2종 구입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전주인후초등학교

조달청

전주인후초등학교 방송장비 구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실 오디오앰프 1대 구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조달청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기기 조달 구입(복합기 외 4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전자복사기 외 7종 구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노트북컴퓨터 등 6종 조달 구매

창원대학교

조달청

창원대학교 사림관 외 2개소 노후 방송설비 구매

창원대학교

조달청

학생생활관 세탁기외 물품 구입

창원대학교

조달청

어린이집 신축 통신공사용 관급자재 구매(다목적홀 AV시스템)

창원대학교

조달청

창원중앙역 문화갤러리 공연을 위한 스피커 구입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중소기업글로벌사업단 컨퍼런스룸 구축 관급자재 구매

충남대학교

조달청

충남대학교 경상관 리모델링 AV설비 구매설치

충남대학교

조달청

충남대학교 경상관 별관 증축 공사-AV설비 구매.설치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달청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물품 구매(안) 캠코더 외 42종

충북 제천시 세명고등학교

조달청

다목적실 영상설비 및 방송장비 구입

충북대학교

조달청

첨단융복합연구센터 관급자재 구매(방송.영상설비)

충북대학교

조달청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물품 구매 (해부학실험실-방송관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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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Reference

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교육기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조달청

산학협력실 방송장비 조달구입 요청

충청남도교육청 목천고등학교

조달청

목천중 흑성관 방송설비 구입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배방고등학교

조달청

배방고등학교 음향기자재 보강 설치에 따른 물품구매 및 납품 설치 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주산산업고등학교

조달청

정보화 수업을 위한 통신 케이블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신당고등학교

조달청

천안신당고 오디오믹서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업성고등학교

조달청

급식실 방송설비 장치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업성고등학교

조달청

운동장 스피커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조달청

천안여상고 방송설비 구축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예술고등학교

조달청

강당 및 운동장 방송장비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조달청

공주여고 교실증축 관급자재 방송장비 조달구매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달청

논산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방송장비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조달청

탑동초등학교 교내 방송설비 관급자재 (음향,영상장비)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조달청

송산중학교 시청각실 관급자재(방송장비)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천북중학교

조달청

보령시 교육경비 환경개선(방송장비 교체) 용품 구입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한내초등학교

조달청

방송시설 개선 물품 구매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조달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실습실증축 및 특별실수선 구내방송장치 외3종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조달청

서산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방송장비 구입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조달청

예산전자공고 방송시설 개선공사 관급자재 오디오믹서 외 조달구매

충청남도보령교육청 대천초등학교

조달청

대천초등학교 방송실 무선마이크장치 구입

충청남도보령교육청 청라중학교

조달청

2015 청라중 방송실현대화사업에 따른 방송기자재 구입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성환중학교

조달청

성환중학교 성지관 스피커 설치 및 구입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성환초등학교

조달청

운동장용 스피커 구입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성중학교

조달청

천성중학교 방송영상장비 구입건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안성정중학교

조달청

시험장 지정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중앙도서관

조달청

중앙도서관 강당 음향시설 교체 물품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충주공업고등학교

조달청

충주공고 회의실 및 강당 방송시설 자재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충주공업고등학교

조달청

충주공고 오디오앰프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상업고등학교

조달청

충주상고 노트북 및 연장 케이블 조달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조달청

단양초 다목적교실 통신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조달청

율량중 다목적교실,급식시설 증축 및 기타전기공사-방송장비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강외초등학교

조달청

오송초 방송기기 및 물품 구입

충청북도교육청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조달청

한림디자인고 기숙사증개축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 조달 요청

학교법인 청운학원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 방송설비 구매 설치

한경대학교

조달청

한경대 미래융합기술센터 관급자재(전관방송장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달청

서부학습센터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구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달청

서부학습센터 관급(AV방송설비) 구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달청

서부학습센터 관급자재(AV방송설비) 추가 구매

한밭대학교

조달청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매

한밭대학교

조달청

그린에너지관 신축 통신공사(강의실 음향영상설비) 전자교탁 등 구매설치

합동군사대학교

조달청

15-충무관 대/소강당 방송장비 조달구매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중강당

36

공사명

유성중학교

정읍정일여자중학교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일반시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2010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신청사 영상회의실 영상장비 구매

GS칼텍스

GS 네오텍㈜

청평연구소 SI 구축 AV 시스템 설치공사

GS칼텍스

GS 칼텍스

주유소 방송설비 설치공사

KBS시설관리공단

KBS 시설관리공단

KBS 88체육관구내 음향, CCTV설비

KBS시설관리공단

KBS 시설관리공단

KBS 라디오 공개홀 음향설비 설치공사

SBS아카데미

태영건설주식회사

탄현SBS 아카데미 신축 음향설비

SK건설

㈜이큐엠텍

SK 장전동 공동시설 방송장비 납품

SK건설

㈜이큐엠텍

강남N타워 신축공사 전관방송설비

SK건설

㈜이큐엠텍

SK건설 논현 아펠바움2차 방송설비

SK건설

㈜이큐엠텍

판교 아펠바움 주민공동시설 AV설비

SK하이닉스

㈜어니언소프트웨어

SK 하이닉스 SK HDC2 데이터센터 음향설비

SK하이닉스

㈜어니언소프트웨어

SK 하이닉스 전관방송설비

SYSTEM INTEGRATION&SERVICES

SYSTEM INTEGRATION&SERVICES CO.,LTD

베트남 장비납품 수출건(적용환율 1200원)

곤지암리조트

㈜서브원

곤지암리조트 설치 [디지털PA컨트롤러]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FP지점 음향시설(교보생명보험 전국 지점)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계성원 50인교육장 A/V 시스템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 컨벤션홀 빔프로젝터 시스템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단 음향장비 구매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

그랜드하얏트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개축 음향설비

금하개발

금하개발㈜

3기동단 전관방송설비 추가구매 및 이전설치

금호아트홀

(재)금호문화재단 ART

금호아트홀 음향설비(무선마이크시스템)

네패스

㈜네패스

오창네패스 제2공장 증축공사 중 A/V공사

네패스

㈜네패스

네패스 본사 AV 설비 공사

네패스

㈜네패스

네패스 물류 오창2공장 음향설비 납품 신축 통신공사 방송설비 구매설치

농협중앙회

㈜경근전기설비

기흥농협물류센터 신축 음향설비

농협중앙회

㈜경근전기설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강당 음향설비

대순진리회 포천수도장

우영종합건설㈜

대순진리회 포천 수도장 회관 신축공사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인천공장 구내방송시스템 구축공사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중국 연대 대우중공업공장 신축 음향, 영상설비

대전세이백화점

㈜세이디에스

세이백화점 문화센터 앰프 설치 및 튜닝

대치동퍼스트빌딩

아이콘트롤스

대치동퍼스트빌딩 전관방송 설치공사

대한주택공사

엘지에드주식회사

파주UBI파크 음향 및 영상설비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교육관 음향장비 설치

대한항공

㈜대한항공

등촌동연수원 강당신축 음향,영상설비

데이콤주식회사

데이콤주식회사

본사 및 8개 지사간 동보방송 시스템 구축

도시가스주식회사

동화음향산업주식회사

대강당 음향설비 설치공사

동아건설주식회사

동아건설주식회사

무교동 사옥신축강당 음향 영상설비

두로산전

두로산전㈜

전관방송 관급자재 방송장치 수량변경(반포권역특화사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방송장비 유지보수공사

롯데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

강남 롯데백화점 신축 구내 방송설비

롯데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

호텔롯데 울산 신축 음향, 영상설비

롯데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

호텔롯데 제주신축 음향, 영상설비

롯데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

롯데 울산백화점 신축 구내방송설비

메가박스 시너스이대점

㈜씨에이엔

시너스이대점음향설비

메가박스 시너스이수점

㈜씨에이엔

메가박스 이수점 12층 시네마시스템 설치공사

명신시스템

㈜명신시스템

향군잠실센터 파워앰프 구매

미공병단

㈜신세계토건

왜관 다목적체육관 A/V설비

밀레오레

나산건설주식회사

밀레오레신축 음향, 영상설비

발안C.C클럽하우스

복음전자

발안C.C 클럽하우스 이전 신축공사

백령도 항공대

㈜혜성이티에스

백령도 항공대 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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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Reference

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일반시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38

계약처

공사명

불교방송

불교방송

광주불교방송국신축 스튜디오 시스템 설치공사

비앤에프테크놀로지

비앤에프테크놀로지㈜

BNF테크놀로지㈜ 사옥 증축공사 AV설비공사

삼성생명

삼성생명

대구강의실 음향설비 공사

삼성생명

삼성생명

무선마이크 음향설비

삼성생명

㈜주신에이브이티

삼성생명 전주 연수소 전관방송설비

삼성홍보관

삼성에버랜드㈜종합연수원

삼성홍보관 장비교체

서울과학관

㈜에이치아이디씨엠

서울과학관 다목적실 음향설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화정보

강서구 지역정보센터 A/V SYSTEM 설치공사

서울프라자호텔

서울프라자호텔

프라자호텔 연회장 음향설비

쉐라톤 워커힐

SK 네트웍스㈜워커힐

본관 로비지역 BGM 장비 보완공사

쉐라톤 워커힐

SK 네트웍스㈜워커힐

로비 뷰 BGM LINE 설치공사외

쉐라톤 워커힐

㈜워커힐

쉐라톤 워커힐 BGM 시스템 설치

쉐라톤 워커힐

㈜한국히비노

쉐라톤 워커힐 가야금 홀개축 음향설비

신동아건설주식회사

㈜한국히비노

63빌딩 국제회의장개축 음향설비 교체공사

신동아건설주식회사

㈜한국히비노

63빌딩 코스모스 홀외4개 연회장 음향설비 교체 공사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구내 방송설비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프라 실시설계 구축

아르코예술극장

음향협회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음향설비

아모르웨딩컨벤션

엠디아이솔루션

순천아모르웨딩컨벤션 음향시스템 납품

아펠가모웨딩홀

씨제이엔시티㈜

CJ 반포아펠가모 웨딩홀 음향,영상,조명 설비공사

아펠가모웨딩홀

씨제이엔시티㈜

CJ 반포아펠가모 웨딩홀 영상장비 배관배선 설비공사

안산시니어클럽

신토불이두부마을

안산시니어클럽 방송장비 구매

에버랜드

에버랜드

노후 동물원 개보수 음향설비

에버랜드

에버랜드

포시즌 광장 음향설비 개보수

에코아이씨티

㈜에코아이씨티

[사우디]킹압둘라스포츠시티 ELV PACKAGE 설계

오리엔트조선

㈜오리엔트조선

오리엔트 중공업 전관방송 시스템교체

오리엔트조선

㈜오리엔트조선

오리엔트조선 광양공장 방송설비

오리엔트조선

진영이엔씨㈜

오리엔트조선 전관방송 연동설비

왕성전력

왕성전력㈜

BINT 융합장비 개발연구동 건설공사(전기,소방)

유진네트비젼

㈜유진네트비젼

앙골라 HQ관련 AV설비 추가물품 납품

유진네트비젼

㈜유진네트비젼

Angola Cirassol IBS물자공급 및 시설공사

유진네트비젼

㈜유진네트비젼

Angola Sonangol Headquarter IBS물자공급 및 시설공사

이익훈어학원

이익훈어학원

강남 종로학원간 화상원격강의 시스템구축

이태원 노블타운

이태원 노블타운

이태원 노블타운 전관방송

제일제당

제일제당주식회사

견학실강당 음향, 영상설비

제일제당

제일제당주식회사

백설연수원 신축 음향, 영상설비

중동아인스월드

중동아인스월드

디지털 전관방송설비

중원산업주식회사

㈜디자인소스

정동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개축 음향, 영상설비

케이씨씨건설

㈜케이씨씨건설

용인모현스위첸 방송설비

코스코 코퍼레이션

코스코 코퍼레이션

코스코 코퍼레이션 무대음향설비 제작미 설치공사

코오롱 본사

코오롱건설㈜

코오롱 본사 건설층 방송 보수

파주이데미쯔전자

㈜부성파워텍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신공장건설 전관방송공사

판교벤처밸리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판교 벤처 밸리 신축공사

판교테크노벨리

㈜엔티코아

판교테크노벨리 B-5 신축공사 방송설비

평택 TDK

우성기업㈜

평택 TDK CCTV 설비

포스메이트

㈜포스메이트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OIC연구동 RIST사무실, 실험실

프린스호텔

㈜한국히비노

광주프린스호텔 신축 음향, 영상 설비

한국로버트보쉬

한국로버트보쉬㈜

로버트보쉬 용인지부 음향설비(P/O.4500106132)

한국미쓰도요

한국미쓰도요㈜

Mitutoyo 교육실 음향설비

한국외교통상부

㈜만도위니아건설

필리핀대사관청사 신축공사 중 방송음향설비제작 설치공사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일반시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한국외교통상부

㈜만도위니아건설

필리핀주대사관 전관방송 추가설비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호전기㈜

한국은행 부산본부 현장 전관방송, A/V설비 납품 밑 설치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대선이엔씨㈜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전관방송설비

한국자원재생공사

두리전자㈜

경기 남부지역 관리동, 부대시설건설공사 방송설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지체장애인협회영상음향사업소

강원지역 암노인 보건의료센타

한국통신 경남전화건설국

한국통신 경남전화건설국

남울산 18,900회선증설 선로공사

한국휴렛팩커드㈜

한국휴렛팩커드㈜

여의도 본사 강당 음향, 영상 설비

한빛이엔지

㈜한빛이엔지

하남시 ITS상황실 구축사업 방송설비 물품 납품설치

해태전자주식회사

해태전자주식회사

인켈 천안공장구내 방송설비

현대건설

두원전자

창원컨벤션센터 연회장 AV설비

현대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주식회사

(강남)현대해상화재보험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백화점 미아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강당 신축 음향 설비

현대백화점 천호점

현대백화점

천호점 강당 신축 음향 설비

현대씨엔아이

현대씨엔아이㈜

향군잠실타워신축공사 전관방송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디비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신축 청음실음향설비

현대해상금산연수원

계양정보통신

현대해상금산연수원전관, 음향, 영상, 조명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아이콘트롤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강서사옥 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아이콘트롤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금산연수원 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아이콘트롤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울산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개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구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전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변산연수원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산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수원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인천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전주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신축 음향, 영상설비

호텔리베라

㈜신안

호텔 유성리베라개축 음향, 영상설비

호텔리베라

㈜영화 ELC

호텔 서울리베라 백제홀 음향, 영상, 조명설비

현대해상

가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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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

주요공사실적 [교회]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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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

공사명

강남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강남순복음교회

강남순복음교회 새성전 음향시스템 설치공사

강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서교회

강서성결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강화성당

(재)천주교서울대교구예수성심전교수도회유지재단

강화성당 방송설비 설치공사

공항벧엘교회

공항벧엘교회

공항벧엘교회 신축공사 음향, 영상설비

과천교회

과천교회

디지털 콘솔 설치공사

광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석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석교회 신축공사

광양교회

신원음향

광양교회 본당 방송설비

광주교회

광주교회

시온교회 증축공사 중 방송음향 납품설치공사

금란교회

금란교회

금란교회 딜레이스피커 및 패치베이 교체공사

금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천교회

금천교회 신축공사 음향설비

기독교텔레비전(CTS)

㈜기독교텔레비전

B부조정실 생방대비 HD시스템 설치공사

남군산교회

㈜리바이트

SC48 all-in-one system

논현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논현교회

논현교회 신축공사 음향, 영상설비

대구내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내일교회

대구내일교회 A/V 설치공사

동교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교동교회

동교동교회 음향 설비

동부교회

성은기획

동부교회 방송장비 설치공사

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산교회

동산교회 본당 음향설비 리모델링

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산교회

동산교회 대예배실 음향장비 교체 공사

등불교회

등불교회

에이블아트센터 신축 공사

만리현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만리현교회

만리현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설치공사

문화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화교회

문화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반야월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반야월교회

대구반야월교회 리모델링 음향장비 설치공사

반월성성당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천주교 수원교구 반월성 성당 신축 통신장비

복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되교회

복된교회 음향,영상설비

부광교회

부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광교회 음향 리모델링 공사

새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롬교회

새롬교회 음향/영상 시스템 설비

새문안교회

덕수전설㈜

새문안교회 배관배선설비

새문안교회

디케이사운드

새문안교회 디지털콘솔 설치공사

서울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 방송 설비

선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두교회

선두교회 디지털콘솔/마이믹스 납품설치

선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두교회

선두교회 대예배당 배관배선 및 덕트 추가 설비

성서중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중부교회

성서중부교회 음향 영상설비 리모델링

성현교회

성현교회

성현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세계로금란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세계로금란교회

세계로금란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소망교회

소망교회

수양만 대예배실 개보수공사

송탄중앙침례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 음향장비 설비

수원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수원명성교회

수원명성교회 구성전 소예배실 인프라 구축작업

수원명성교회

청오건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명성교회 음향시스템 구축공사

수지화광교회

화광교회

화광교회 본당 메인 스피커 이동 설치 및 보강 공사

신나는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나는교회

신나는교회 동탄 제2성전 음향시스템 설치공사

신덕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덕교회

신덕교회 신축교회 음향설비 공사

신덕교회 비전센터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신덕교회 비전센터 음향공사

안산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제일교회 제2교육관 및 2층교육실 설치공사

안산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제일교회 신축 (음향)설계 및 배관배선 시공

안산제일교회

제일유치원

안산제일교회 제1교육관 전관방송장치설치

안산제일교회 제일노인요양원

안산제일교회 제일노인요양원

대부도 제일 노인요양원 음향,영상설비

안양일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일심교회

안양일심교회 본당 음향시스템 리모델링

양문교회

양문교회

충주양문교회 본당 음향 시스템 추가설비

연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연신교회

연신교회 신축공사 음향,영상설비

열방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방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방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주요공사실적 [교회]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

계약처

공사명

영락노인복지센터

영락요양원

예배실 음향시스템 리모델링

영주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제일교회

영주제일교회 음향설비

예닮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닮교회

예닮교회 신축 공사 방송설비

예수향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향남교회

예수향남교회 신축공사 음향설비 공사

오목천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오목천교회

오목천교회 신축공사 음향, 영상설비

우리들교회

우리들교회

우리들교회 분당성전 지상5층 음향설비

우리들교회

우리들교회

휘문성전 본당 음향설비 리모델링

은평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Panasonic PDP 설치공사

은혜와 진리교회 안산 성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산성전 음향 공사

은혜와 진리교회 전원 대성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전원대성전 음향장비 설치 공사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음향보강 설비 공사

은혜와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Panasonic PDP 설치공사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MIXER CONSOLE 교체 공사

은혜와진리교회 원주성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원주성전 PDP 설치 공사

은혜와진리교회 지교회 8곳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Panasonic PDP 설치공사

이천교회

이천교회

이천교회 음향설비공사

이천제일교회

이천성교회

이천제일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인천은혜감리교회

인천은혜감리교회

예배당 무선마이크 시스템

일산동안교회

대한예수교 일산동안교회

일산동안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일산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명성교회

일산명성교회 신축공사 음향설비

자양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양교회

본당, 교육관 신축공사 음향, 영상설비

제자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자교회

제자감리교회 신축 음향, 영상설비

제주성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성안교회

제주성안교회 신축공사 음향, 영상설비

제주중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중문교회

본당 신축 음향설비

주안장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안장로교회

주안장로교회 음향 콘솔 교체 공사

주원교회

주원교회

주원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추수감사교회

추수감사교회

추사감사교회 성전 음향장비 공사

추수감사교회

추수감사교회

추수감사교회 카페테리아 음향설비

큰빛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큰빛교회

큰빛교회 방송장비 설치공사

평택평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평안교회

평안교회 본당 음향시스템 설치 공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재)프란치스꼬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증축공사 AV설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손건축건축사사무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증축공사 AV설비

한성교회

한성교회

한성교회 신축공사 방송설비

화정교회

화정교회

화정교회 대예배실 음향조명설비

흰돌교회

와이디종합건설㈜

흰돌교회 신축공사 음향설비

인천큰빛교회

문화교회

제주성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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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공갤러리

SR시스템

철원 실내체육관

화순고등학교 체육관

영암삼호체육관

대소 생활체육공원

옹진국민체육센터

신남중고등학교 체육관

백학 일반산업단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철원고등학교

디지털 PA 시스템

송탄보건복지센터

대부 해양관광본부

KB 투자증권

HD 영상 시스템

지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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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설치시공갤러리

학교 및 회관

강릉 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

철원 청소년 수련관

원주치악예술회관

청주예술회관

서산여자중학교

화천문화회관

홍천중학교

강진오감통공연장

설치시공갤러리

회의시설

평택시청 종합상황실

구리시의회

철원군 의회

설치시공갤러리

교회 갤러리

전주예닮교회

열방교회

수원 명성교회

대구내일교회

임마누엘교회

화광교회

일심교회

세계로금란교회

성현교회

금천교회

향남교회

신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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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공연 갤러리

공연 및 행사 갤러리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44

조용필 콘서트

인순이 콘서트

2002,2010 월드컵 시청앞 응원 행사

자전거탄풍경, 동물원 콘서트

Technical Seminar & Event

기술세미나 및 행사

기술세미나
케빅은 음향기술의 대중화와 국내 음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음향기술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프로사운드 세미나
국내음향기술 발전을 위해 2003년 부터 시작된 프로사운드 세미나는 매년 세계적인 음향기기 브랜드 본사 프로덕트
매니져를 강사로 초청하여 기술교육 및 세계 음향트랜드와 교류에 있어 해를 거듭 할 수록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매년 음향기술의 실무적인 기술을 주제로 전국투어 형식의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 3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짐롱과 함께하는 프로사운드세미나' 'EV본사매니져 초청 프로사운드세미나' 'EV본사 매니져 초청 프로사운드세미나' 'EV본사 매니져 초청 프로사운드세미나'

대전보건대 소강당
'짐롱과 함께하는 프로사운드세미나'

부산 솜사탕아트홀
'콘서트 음향시스템 트레이닝'

대구 컨벤션센터
'프로사운드아카데미 세미나'

부산 동래문화회관
'믹싱콘솔 프로사운드세미나'

부산 솜사탕아트홀
'콘서트 음향시스템 트레이닝'

대전 예술의전당 컨벤션홀
'믹싱콘솔 프로사운드세미나'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광주, 청주
'매달 다른 음향기술을 주제로 한 전국투어 프로사운드 세미나'

구로아트벨리
'EV본사 매니져 초청 프로사운드 세미나'

광주동구문화센터
'라이브콘서트시스템세미나'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
'EV 신제품 및 시연 프로사운드 테크니컬세미나 '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
'EV 신제품 및 시연 프로사운드 테크니컬세미나 '

서울 양재동 엘타워
'EV 신제품 및 시연 프로사운드 테크니컬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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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minar & Event

기술세미나 및 행사

국내전시회
정부조달우수제품전

KES

한국전자산업대전

CTS국제기독엑스포

KOBA

국제방송·음향 · 조명기기전

2003 KOBA

2004 KOBA

2010 KOBA

KOSOUND

2011 KOBA

2005 KOBA

2006 KOBA

2007 KOBA

2008 KOBA

2012 KOBA

2013 KOBA

2014 KOBA

2015 KOBA

2009 KOBA

2016 KOBA

국제음향산업전

2003 KOSOUND

2004 KOSOUND

2005 KOSOUND

2006 KOSOUND

2007 KOSOUND

2008 KOSOUND

2010 KOSOUND

2011 KOSOUND

2012 KOSOUND

2013 KOSOUND

2014 KOSOUND

2015 KOSOUND

2013 KOPPEX

2014 KOPPEX

2009 KOSOUND

2016 KOSOUND

KOPPEX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2010 KOP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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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PPEX

2012 KOPPEX

2015 KOPPEX

2016 KOPPEX

Company Profile KEVIC, Inc.
www.kevic.com

해외전시회
독일 프랑크프루트 뮤직메세 전시회 / 상하이 뮤직메세 전시회 / ISE 네덜란드 전시회

KEVIC Digital PA System Prolight + Sound Frankfurt 출품
케빅은 독일 프랑크프루트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Prolight+Sound와 ISE 네덜란드 전시회에서에 Digital PA System와
DANTE NETWORK SPEAKER SYSTEM을 출품하였습니다. 출품을 통하여 KEVIC Digital PA System, DANTE NETWORK과
더불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SE 네덜란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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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C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KEVIC, Inc.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대구지사(기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산격
2동 1626번지) 전자상가 5동 303호
TEL.(070)5090-2227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